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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리 사회 ․ 경제적 위기:
복지모델과 사회갈등을 중심으로*

남 은 영｜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이 글에서는 최근 이태리 경제위기의 원인을 복지모델과 사회갈등이라는 사회구조적 특징을 통해
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복지국가의 특징, 개혁과정과 사회갈등을 제도의 특성과 사회구조
적 측면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이태리의 복지모델은 사회보험원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현
금이전 성격의 연금제도가 핵심적이다. 한편 사회서비스 제공이나 소득재분배의 기능은 상당히 제한
적이다. 복지모델의 문제점들은 이태리의 정치적 후견주의와 행정적 비효율성과 결합하여 결국 이태
리 국가를 재정위기에 이르게 했다. 1990년대에는 복지모델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복지모델의 개혁
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복지모델의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시기 정치적인 지형의
변화로 인하여 개혁정치 하에서 정부와 노조 간의 사회협약이 나타났다. 연금개혁과 노동시장의 유
연화로의 개혁이 이루어졌으나 2000년대 EU 가입과 경기침체로 인하여 높은 정부부채가 누적되면
서 재정위기를 겪게 되었다. 한편 이태리는 사회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지역격차, 노사정갈등, 계층
갈등과 양극화와 같은 사회갈등이 심화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고 사회갈등은 사회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특징은 이태리 사회에서 경제위기와 사회위기가 결
합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주제어: 이태리, 사회 ․ 경제적 위기, 복지모델, 사회갈등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
된 연구임(NRF-2010-413-B0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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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목적 및 배경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과 더블딥1 우려를 증폭시
키며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그리스 사태 이후 EU와 IMF의 대응으로
점차 진정세로 돌아섰던 남유럽 관련 불안감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한국경제
연구원, 2010). 유럽의 경제위기의 원인에는 대외적 요인과 대내적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먼저 대외적 요인으로는 첫째, 회원국 간 경제적 불평
등을 들 수 있다. 즉 재정이 건전한 국가인 독일, 프랑스와 재정이 부실한 국
가(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 등으로 양분되고 있다. 둘째, 정책적
한계가 있는데, 유럽통합 이후 환율과 통화정책 등이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
에 경기 조정수단이 재정정책 외에는 부재하다는 한계점을 갖는다(삼성경제
연구소, 2012).
회원국 내부의 문제로 남유럽 국가 중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는 방만
한 재정운용으로 위기를 맞게 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국가들의
재정수지 적자는 최근 국제금융위기에 기인한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
인 성격의 문제이다. 특히 이탈리아는 유로존 가입 이후 재정지출이 다시 증
가추세로 돌아서면서 재정건전성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 그리스와 포르투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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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딥(Double dip) 혹은 W자형 불황(W-shaped recession)은 경제가 불황으로부터
벗어나 짧은 기간의 성장을 기록한 뒤, 얼마 지나지 않고 다시 불황에 빠지는 현상이
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 1) 근본적인 소비 침체: 경
기 침체기에는 기업들이 생산량을 늘리면 총공급 증가로 단기적으로는 경기가 회복
세를 보이는 듯하나, 실제로는 침체 되어 있는 국민 경제와 소비가 회복되지 않기 때
문에 다시 경기가 하락세를 보이기도 한다. 2) 정부 지출 확대로 인한 재정 적자: 경
기가 하락세를 멈추지 않을 때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려 확장 정책
을 펴는데, 소비가 충분히 늘어나지 않는다면, 늘어난 지출 때문에 재정 적자가 발생
해 경기 하락세가 계속되기도 한다. 3) 출구 전략: 경기가 저점을 기록했다는 것이 정
부 및 중앙은행에게 인식되면, 경기 침체를 벗어나고자 펼친 확장 정책에 의한 과도
한 자금 공급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풀렸던 자금
을 다시 회수하게 되는데, 이러한 출구 전략을 너무 일찍 사용하면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을 맞기도 전에 자금이 회수되어 다시 경기가 침체될 수도 있다(www.ko.
we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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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정건전성 악화는 복지지출의 급증에 따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
나 이태리는 복지지출 확대보다는 정부의 비효율성으로 말미암아 재정운용
이 방만하게 이루어지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태리는
그 경제적 규모에 비해 정부의 효율성이 다른 유로존 국가에 비해 최하위 수
준이다. 또한 예산안의 수립과정이 복잡하여 재정지출 개선의 여지가 별로
없는 사회구조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경우 중앙정부와
달리 국내 안정성협약(domestic stability pact)2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
다(현대경제연구원, 2010). 둘째 긴축재정에 대하여 노조를 포함한 국민들의
저항이 매우 거세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Pierson, 1996).
즉 현재 유럽의 경제위기는 회원국 내부의 문제와 유로화 체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결합되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결책은 회원국
의 긴축과 개혁에 추가하여 유로존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재정이전(fiscal transfer)시스템 강화, EU 예산증액을 통한 회원국 지원
확대 등을 들 수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12).
그러나 이미 황금기 이후 1980년대부터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복지국가는
긴축재정과 관련하여 복지축소를 포함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세계화의 충
격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기에는 세계화의 충격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두 개의 가설이 존재한다. 효율성가설(efficiency
hypothesis)과 보상가설(compensation hypothesis)이 그것이다. 전자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국가와 기업은 평등과 소득분배를 중
시하던 기존의 원리를 축소하고 효율성 증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 그
리하여 복지국가는 축소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라는 주장이다. 이에 반하여 보상가설은 세계화의 부정적 효과를 줄이고 세
계화의 현실적 충격에 희생된 계층과 집단을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강조
하여 효율성 가설과는 대조적인 처방을 제시한다. 즉 시장통합과 자유경쟁체
제로의 전면이행에 따른 폐단을 줄이는 조치를 과감히 펼치는 것 그리고 소

2.

안정성 협약은 유로존 국가의 재정적자 및 총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각각 3%,
60%에 한정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48

남은영

득불평등, 고용불안정, 실업위험에 대처하는 적극적 정부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세계화가 임금생활자에게 주는 충격이 크면 클수록 복지국가의
질적 발전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효율성가설은 신자유주의적 이
념, 보상가설은 사민주의적 이념에 입각하고 있다(송호근 외, 2006).
어떤 가설이 보다 적합성을 갖는 것인가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과 연구들
이 진행되었다(Garrett, 1998b; Swank, 1998; Fligstein, 1998; Huber and
Stephens, 2001a). 개별국가에서 진행되는 사회정책 내지 복지제도의 변화양
상을 살펴보면, 복지제도의 축소와 사회지출비의 전면삭감이 세계화에 대응
하는 일반적 방식이라는 견해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 많이 발견된다.3 이런
복합적 양상의 혼재를 피어슨(Pierson)은 복지정치(welfare politics)로 설명
한다. 설령 세계화가 복지국가의 재정위기를 악화시키고 축소의 필요성을 촉
발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축소를 단행하는 것에는 정치적 비용이 따른다는
것이다(Pierson, 1996).
세계화와 복지제도 간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국가가 처한
경제환경, 경제구조, 시장개방의 정도, 국내정치적 구조 등 대단히 다양한 요
인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재정정책과 무역정책의 특징, 체제성격, 산업구조,
복지혜택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수준, 정당구조, 국가의 정책개발 및 수행능
력, 국제관계 조정능력 등이 세계화와 복지국가의 인과관계를 변형시키는 요
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송호근 외, 2006). 이태리의 경우는 1990년대를 거치
면서 대대적인 사회정책의 개혁을 추진했지만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령연금
지출의 증가는 복지비용의 증가로 이어져서 전체 사회지출은 지속적으로 증
3.

예를 들어 가렛은 자본이동 및 무역증대라는 세계화의 핵심측면이 사회복지지출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를 분석하였는데, 효율성가설과는 달리 양자 사이에 긍정적 관계
가 존재하고 좌파정당 지배 국가일수록 긍정적 관계가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밝혔
다(Garrett, 1998b). 같은 논지에서 스윙크는 사민주의국가에서 긍정적 비례관계가 더
욱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Swank, 1998). 그런데 스티븐슨과 후버는 이 긍
정적 관계가 복지수준을 통제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허구적 관계일 수 있다고 지적한
다. 즉 양자간에 어떤 직접적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논리적 오류이며, 오히려 어
떤 개입요인의 영향(신자유주의적 정책메뉴)을 주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Huber and Stephens, 2001a). 플릭스타인도 세계화와 복지국가 동향간에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무관계론을 주장하면서 “좌파, 우파, 중도파 모두 복지국가의 해
체와 축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다 타당한 관찰”이라고 보고 있다(Fligstei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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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는 EU의 재정협약에 대한 엄격한 준수요구와 국
가개입의 제한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Jessoula
and Alti, 2010).
이 글에서는 이태리 경제위기를 통해서 사회구조적인 위기와 복지모델의
특성, 그리고 복지국가의 재편과정, 이로 인해 유발되는 사회갈등 등을 고찰
하고자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지국가의 재편과 관련하여 효용성
가설과 보상가설이 있지만 각 개별국가에서의 변화양상은 정치적 비용 때문
에 복지정치 등에 의해 영향을 받고 각 국가가 처한 정치, 경제적 구조와 정
당구조, 국가의 정책수행능력과 조정능력, 시민들의 기대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이태리의 복지제도 개혁과정은 국내정치의 개혁과 외부적
인 유럽통합의 움직임이 함께 맞물려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진행되었다. 1990년대의 개혁은 이태리의 복지모델이 후견주
의적인 현금지출 위주의 사회보험주의로 부터 건전재정을 추구하는 복지지
출의 축소로의 제도개혁이 이루어졌다. 이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
부의 복지축소의 움직임으로 효용성 가설과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책의 실효성의 측면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개혁정책 이후 사회지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
며, 2000년대 중반 이후 재정건전성도 다시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
라 EU 가입과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재정적자 및 경제침체, 비정규직의 증
대 및 실업률 증가, 인구고령화 등을 겪게 되면서 오히려 사회지출의 수요가
증대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 사이에서 복지축소에 대한 저항과 사회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점에서 보상가설의 부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편 이태리
정부는 재정적자 완화와 실업률해소를 위하여 연금개혁 등의 복지축소와 노
동유연화를 향한 개혁정책을 시행하고자 하기 때문에(Jessoula and Alti,
2010) 정부의 입장은 효율성 가설과도 더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
부는 효율성을 주장하고 시민은 경제위기를 겪으며 사회적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지지하여 두 입장이 서로 대립되면서 사회갈
등이 첨예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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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조사결과에 의하면 대다수의 이태리 국민들은 국가의 책무성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경제성장을 중시하며 복지의 축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과반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이태리 국민들은 일
견 원칙적으로는 보상가설을 지지하면서 현실적으로 효율성가설을 지지하는
이중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가의 개입이나 책무성 자체에
대한 부정이라기보다는, 현재의 복지제도가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복지가 경제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이태리 경제위기를 통해서 본 복지국가의
개혁과정과 사회갈등을 제도의 특성 및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규명하고자 한
다. II장에서 이태리 경제위기의 전개과정을 먼저 살펴본다. III장에서는 먼저
이태리 복지모델의 특징과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에 대해 고찰한다. 다
음으로 복지개혁의 전개와 복지정치에 대해 논의한다. 즉 이태리 복지모델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복지모델의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에 따라서 복지
모델의 개혁이 이루어진다. 대대적인 정치적 부패에 대한 수사로 인하여 정
치적인 지형이 변화하게 되며, 기존 정당의 자리를 대신하여 노조의 대표성
이 인정을 받으면서 개혁정치 하에서 사회협약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이
태리는 사회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사회갈등 및 사회균열이 심화되어 있는
데, 이로 인하여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특
징은 이태리 사회에서 경제위기가 사회위기로 전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IV장에서는 이태리의 사회경제적 위기의 특성과 원인을 요약하
고 한국사회에 주는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II. 이태리의 재정위기의 전개와 현황
이태리는 왜 경제위기를 겪게 되었나? 여기에서는 이태리 재정위기의 전
개과정과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1948년 시작된 미국의 경기부양책인 마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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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Marshall Plan)의 혜택으로 이탈리아는 1960년대 후반까지 ‘경제기적’
이라고도 불리는 높은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 이후 1980년대 초반까지
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 ․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후 경
제는 점차 회복세를 보여 크락시(Bettino Craxi) 총리 시절 세계 5위의 경제
규모를 달성하며 G7에도 참여하는 강세를 보였으나, 반면 과도한 재정지출
의 결과 국가부채가 GDP의 100%를 넘는 문제 또한 이 시기에 시작되었다
(홍승현 외, 2011).
최근에는 과도한 부채가 국가 신용등급의 강등뿐 아니라 EU체제 전반을
위협하는 재정문제의 큰 축으로 부각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유로존 국가들의 국가재정이 크게 악화되었다. 경기침체로 인한 세
수 감소와 부실은행에 대한 재정 지원 등으로 재정수지가 크게 악화되었다.4
이태리 재정수지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에 재정적자가 GDP 대비 11%에
달하였으나, 1990년대 과감한 재정건전화로 1997년 마스트리히트 조약(GDP
대비 3%)의 조건을 달성하고 EU에 가입하게 된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다시 재정적자가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표 1>). 이태리는 기원을
찾아 올라가면 1960년대부터 기민당 정부가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냄으로
써 정권획득을 하기 위하여, 즉 정치적 지지기반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
보장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관대하게 지출되는 연금제도 등을 포함
한 방만한 국가재정 운영이 계속되었다. 1980년대 중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90%를 넘었으며 1994년에는 124.3%로 정점에 이르게 된다.
최근의 국가부채와 경제성장률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한 연구에 의하면
GDP대비 국가부채비율이 90%를 넘으면 경제성장률이 대폭 하락하고 경제
위기가 찾아오기 쉽다. 특히 국가들이 단기차용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갑
작스럽고 예기치 않은 재정위기를 겪게 된다고 하면서 부채관리가 공공정책

4.

유로존 경제는 2007년 3.0% 성장했으나, 2009년에는 -4.3%의 경기 후퇴를 경험하여
명목 GDP가 3년 사이 94.4%로 감소하였다. 유로존 17개국 전체의 재정수지는 2007
년 GDP 대비 -0.7%에서 2010년 -6.2%로 악화되었다. 이로 인해 유로존 17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07년 60.7%에서 2010년에 83.1%로 22.4% 상승하였
다. 특히 재정이 취약한 유로존 5개국(PIGS,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태리, 그리스, 스
페인)은 위험국가로 지목되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은 GDP 대비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비율이 모두 높아 재정 취약국으로 간주되고 있다(김득갑 외, 2012).

52

남은영

<표 1> 남유럽 4개국 및 독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수지 비율(%)

국가채무
비율

재정수지
비율

1990

1995

2000

2005

2008

2010

89.0

108.7

103.8

98.8

99.2

144.9

포르투갈

-

64.2

54.4

63.6

66.3

93.3

스페인

48.5

71.7

69.5

43.0

39.7

61.0

이태리

103.7

123.1

110.8

105.9

105.8

118.4

그리스

독일

-

55.7

60.8

71.8

69.9

86.3

프랑스

38.6

62.6

65.7

76.0

79.2

95.5

그리스

-15.9

10.2

-0.9

-5.1

-7.7

-10.6

포르투갈

-4.9

-4.6

-1.4

-6.1

-2.7

-9.8

스페인

-4.2

-6.6

-0.3

1.0

-4.1

-9.3

이태리

-11.0

-7.6

-0.3

-4.3

-2.7

-4.6

독일

2.8

-1.2

-1.8

5.0

6.2

5.9

프랑스

-0.8

0.7

1.4

-0.5

-1.7

-1.6

자료: OECD, EC, Eurostat.

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Reinhart and Rogoff, 2009).
스톨피 등(Stolfi et al., 2010)은 이탈리아의 재정문제가 1970년대에 시작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시기의 오일쇼크 등의 국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이탈리아 정부는 대규모의 재정적자를 감수하는 정책을 폈다. 적절한
재정규율이 없는 상태에서 확장적 재정지출이 1980년대에도 이어지게 되어
유럽 통화연합의 회원자격 문제뿐 아니라 자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도 위험
도가 높아지게 되었다(홍승현 외, 2011). 이태리의 정부부채는 1995년 이후
GDP 대비 123%에서 105%로 약간 줄어들었으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를 겪은 이후 2010년에는 다시 118%로 증가하여 남유럽국가 중 그리스 다
음으로 높다. 재정수지도 1990년 GDP대비 -11%에서 적극적인 재정건전화
정책을 펼친 결과 2000년에 -0.3%까지 줄어들었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세수의 확대 등을 통한 단기적인 해
결책에 그친 결과 2005년 이후에는 -4%까지 악화된다(<표 1>). 현재 2010
년에는 재정적자 5.3%를 나타내고 있어 비교적 양호하나, 높은 정부부채
(118%)로 인한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2010년 5월 이태리
정부는 2011~2012년 총 240억 유로의 채무 감축을 목표로 하는 긴축예산
안에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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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구고령화, 경제침체에 따른 실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
부지출 중 복지 분야 비중이 55.3%, 사회지출 중 연금 비중이 60%에 이르
렀기 때문에 연금 및 복지 분야의 추가 긴축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점
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긴축정책은 정치적, 사회적 갈
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이태리의 복지모델은 현금이전 성격의 연금제
도가 핵심적 역할을 하며 노동시장 이원화로 인한 이중구조를 갖고 있는 점
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경제 위기 속에서 사회갈등 및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데, 북부와 남부의 현격한 경제격차, 노사 및 노정갈등,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의 갈등 등이 대표적인 사회위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복지모델과 사회적 균열을 중심으로 하여 이태리의
경제위기와 결합되어 있는 사회위기의 원인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에는 그러한 사회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나타난 복지제도의 개편과정
과 전개, 개혁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지형의 변화, 그리고 최근의 재정위기에
서 나타난 사회갈등을 고찰해 봄으로써 이태리의 사회·경제적 위기의 원인과
실태를 진단해 보고자 한다.

III. 이태리 사회경제적 위기의 원인과 전개과정
1. 복지모델의 특징과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1) 이태리 복지모델의 특징
이태리는 왜 사회경제적 위기를 겪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위기에서 쉽게
벗어나기 못하게 만드는 사회구조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여기에서는 그 주요
한 요인으로 이태리 복지모델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태리 복지모델의 특징과
그 문제점, 이태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복지의식 등을 살펴본다.
이태리의 복지제도는 사회보험의 원리를 중심으로 하여 소득상실 등의 위
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보장체제를 지향한다. 따라서 사회적 불평
등을 완화하는 공적 부조의 사회복지 제도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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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이다. 더구나 피고용자의 근로소득을 보호하는 것이 중심 모토이기 때문
에 복지시스템을 이용한 사회서비스의 제공이나 소득재분배의 기능은 상당
히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1946년 공화국 설립 이래로
우파 성향의 정권이 이어지면서 좌우파 정당 간의 이념적 대립 속에서 복지
제도는 시민들의 생활수준 향상보다는 정권 유지를 위해 국민들의 동의를 얻
을 수 있는 정책 위주의 시스템을 구성하고자 했던 정치적 도구로서의 성격
이 강하다(조경엽 외, 2013).
이태리의 복지국가는 성장과정을 거치며 유럽대륙 복지모델이나 남유럽 복
지모델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이태리식 복지모델로 분화되었다(김혜란, 2008).
이태리 모델의 전반적 특징은 첫째, 노동시장 내 강한 이원성이 존재하고 있
다. 동일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장과 혜택도 노동시장 내 지위에 따라 매
우 심한 차별성이 존재하고 있다. 핵심부문의 정규직 남성근로자는 실업, 노
후, 질병의 위험에 대해 매우 관대한 정책의 적용을 받는다.
둘째, 각 기금에서는 직업범주별로 분화된 이해관계가 반영되며 파편화된
미로식 구조이다. 직업군에 따라 수많은 기금이 존재하고 각 기금별로 차별
적 법규가 도입되고 적용된다. 많은 기금들의 예외규정 적용으로 특정 범주
들에게 특혜성에 가까운 혜택이 제공된다. 즉 공공부문 근로자, 대기업근로
자,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자원분배가 편중되는 체계이다.
셋째, 위험 범주 간 차별화된 분배구조, 연금제도가 특징적이다. 복지의 제
도화 과정은 정당과 정치계급, 부문별 위험범주별로 분화된 노동자의 선호구
조를 대표한 노조 간 타협과 정치적 교환에 의한 정치선택이 제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이태리의 재정문제, 형평성 결여, 비효율성, 노동없는
복지의 위기가 초래된다. 관대하고 분화된 연금체계의 발달과 파편화되고 결
함이 많은 복지 모델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이태
리의 연금소득 대체율은 OECD 주요국 중 그리스, 스페인에 이어 3위로 매
우 관대한 연금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1>).
이와 같이 이태리 모델의 특징은 유럽대륙의 모델과 남유럽 복지모델 특
성을 공유한 변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대륙 모델과의 유사점으로는
가톨릭주의와 가족주의에 기반하고 있으며 사회보험이 발달하였고 복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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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Statistics, 2012.
그림 1. OECD 주요국의 연금소득 대체율(%)

자료: OECD Statistics, 2012.
그림 2. 이태리 복지지출 구성비율(%)

비스 수준은 낮다는 점이다. 사회보장은 직업범주에 따라 분류된다. 복지혜
택은 사회적 지위와 소득수준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가족주의 원칙에 따
라 가장이 경제소득원 역할을 하며, 여성은 가사 및 자녀양육과 노인 복지서
비스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같은 복지모델은 지속적 경제성장을
전제로 하며 노동시장 내 높은 소득과 고용안정, 낮은 임금격차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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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럽 복지모델과의 유사성으로 들 수 있는 것은 현금이전 성격의 복지
프로그램이 복지제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태리 소득지
원 프로그램은 고용상태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으며, 동일 복지 프로그램 내
에서도 직업범주별로 법규를 제정하고, 집행과 기금관리 등에서 분화, 파편
화 정도가 매우 높다. 또한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노동시장 내의 이원성이
강한데, 노동시장 중심부와 주변부의 노동자들에 대해 차별적인 혜택을 제공
한다. 이태리는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매우 관대한 소득과 고용보장 혜택을
제공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지극히 잔여적 혜택을 제공하거나 보
호장치가 거의 제공되지 않는다.
이탈리아 노동시장의 성격을 규정하는 결정적인 특징은 성격이 다른 직군
간의 뚜렷한 분할이다. 두 자리수의 실업률과 낮은 고용률5을 타개하기 위해
1997년과 2003년의 중요한 노동시장 개편에 이어 임시 근로 계약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자율화되었다. 이후 임시 근로자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계약 조정이 가능한 근로자들을 위한 해고 보호의 안정적 수준과 새
로운 노동 시장조건에 소득보장체계의 제한적 도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
로자 사이의 노동 및 사회적 조건의 뚜렷한 불평등인 ‘이원화’과정을 촉발시
켰다(Berton et al., 2012). 2007년 엄격한 자격 규정 때문에 실업급여는 전
체 실업자들에 대해 31.4%가량의 매우 낮은 보상범위를 나타낸다. 그리고
국가적 최저소득제도가 없어서 이러한 제도를 필요로 하는 개인들은 마지막
수단으로서의 사회안전망조차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정기혜 외, 2012).
그리고 행정체계의 비효율성과 후견주의 문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복지자
원의 분배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며 복지자원이 사적,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되고 있다. 이는 이태리의 낮은 국가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태
리의 복지제도는 강한 후견주의 문화와 결합되어 정치계급이 후견주의적 네
트워크를 형성하여 복지자원을 오남용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였다. 이태리
복지모델은 노령 및 유족연금과 의료보험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며 상대적
5.

2010년 고용률은 이태리 경제활동인구 대비 56.9%이며 실업률은 8.5%이다. 유럽 주
요 국가들의 실업률은 덴마크 (75.7%), 스웨덴(72.2%), 오스트리아(71.6%), 독일
(70.4%), 영국(70.6%) 프랑스(64.1%)로서 유럽 주요국가에 비하여 매우 낮은 편이다
(www.source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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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Statistics, 2012
그림 3. 이태리 사회지출 내역 변화추이: 1980~2007(%)

으로 실업보험이나 주거 및 빈곤예방을 위한 지출은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 즉 이태리 복지모델은 파편화되어 있으며 형평성과 효율성
이 결여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고용과 복지가 연계되어 있지 않아서 고용창
출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대표적 복지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김혜란, 2008).
1980년부터 2007년 까지 약 30여 년간 GDP 대비 이태리 사회비용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문제점이 드러난다. 이태리는 매우 관대한 공적 연금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GDP 대비 공적 연금 비중은 14.1%이다. 1970년대 사회보장
체제가 현재의 제도적 틀로 완성되었다. 1975년에는 GDP 대비 사회지출이
증가하여 GDP 대비 22.6%에 이르렀는데, 이는 사회연대적 원칙을 바탕으로
한 복지제도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태리 복지체제의 왜곡된 분배
구조의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즉 사회지출의 거의 2/3가 퇴직
연금과 유족연금에 할당되고 있으며 실업, 고용, 가족, 주택과 빈곤층에 대한
지출은 매우 낮다. 한편 사회지출은 자영업자(특히 전문직 종사자), 노동시장
의 핵심부문의 정규직 근로자, 그 중에서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프로그램에 치중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대한 연금제도 때문에 이태리는 ‘연금국가’로 규정된다(Ferr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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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이태리 연금제도 체계도
추가연금 (3층)
개인적립식 혼합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은행, 보험회사와 계약 체결하여
가입

직업연금 (2층)
소득연계

직업연금

직업에 다른 임의가입, 적립방식

제도 (1층)
빈곤예방

연금
명목확정기여형, 고용조건으로
(노령, 퇴직, 장애, 유족) 국가 및 조합에서 운영하는 기여방식
사회수당

소득조사, 거주조건으로 국가가 조세로 지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and Gualmini 2004). 이태리의 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적
용범위를 가지고 있다. 65세 저소득 노인은 빈곤을 예방하는 대비책인 자산
조사 기반 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보장 외에, 연금 수령권
을 획득하였거나 경제활동정지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퇴직자나 장애인에게
소득 혹은 기여에 기반한 공적 연금 급여가 있다.
이태리의 연금정책은 현재 대체출산율보다 낮은 출산율(합계출산율 1.4),
노령인구의 증가, 퇴직연령에서의 기대수명 증가 등의 인구학적 문제에 직면
해 있다. 또한 보충연금은 상대적으로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은 반면, 공적
연금은 지출 수준이 높아 소득연계 급여의 소득 대체율이 높다. 실제적인 퇴
직은 법정 퇴직 연령 훨씬 이전에 일어나며, 젊은 세대로부터 노령세대간, 세
대 간 재분배가 광범위하게 발생한다. 연금의 높은 소득대체율에도 불구하고
적절성과 형평성은 그리 크지 않다. 따라서 고령자들의 빈곤은 상대적으로
높으며 연금수급자 간의 불평등은 임금소득의 집중정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다음에서는 노동시장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과 낮은 고용률 그리고 높은 노동시장 경직성을 지닌 이태리가 추진한
노동시장정책 중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 많은
국가들의 사회정책은 ‘적극적 복지국가’ 패러다임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다.
적극화는 복지권리를 구직노력과 긴밀히 연계시켜 복지수급권을 이에 조건
적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탈리아의 노동시장제도는 유럽대륙모델들과
마찬가지로 강한 경직성, 낮은 소득격차, 노동시장 핵심부 노동자에 대한 높

이태리 사회 ․ 경제적 위기

59

은 고용과 소득안정을 특징으로 하며 실업보호정책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특징은 여성과 청년, 주변부 노동자들에게는 높은 진입장벽을 의미했으며, 저
임금 서비스 부문이나 공공서비스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는 요
인으로 작용했고 잉여 노동력 조절은 수동적 정책수단을 통해 이루어졌다.
후기 산업사회의 변화하는 경제, 사회적 조건 하에서 이러한 정책적 대응
은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 실업증가와 급속한 복지비용 증가의 악순환을 형성
해 결국 노동 없는 복지위기를 발생시켰다. 이탈리아 노동시장의 대표적인
문제로는 학교교육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 진입의 어려움, 중장년 노동
자의 직업기술 향상과 유연화된 작업형태의 부적응, 여성의 취업과 지속적인
고용유지의 어려움 등이 있다. 또한 만연한 불법고용과 중북부에 비해 실업
률이 4배 정도 더 높은 남부 노동시장의 문제도 있다. 실업 감소, 고용창출,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을 위해 노동시장 정책의 변화가 촉구되었으나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 유연성 강화에 반대하는 노조와 유연성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보호정책 강화에 반대하는 기업 간 갈등으로 인해 기존 정책은
지속성을 보여왔다.
이탈리아 노동시장 제도의 유연화와 적극화 전략으로서 전환은 1990년대
후반 중도좌파 프로디 정부에 의해 진행되었다. 유연화와 적극화 전략은 후
임 정부들에서도 지속되었으나, 2000년대 전반에 중도우파 정부가 들어서면
서 전반적인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정책수단에 변화가 발생했다. 중도좌파 정
부가 실업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 노동시장 재통합을 제고하기 위한 적
극화 전략에 초점을 두었다면, 중도우파 정부는 시장 기능의 효율성을 강화
하고 노동연계복지 이념을 본격적으로 반영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이처럼 경
제성장, 고용창출과 사회통합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집권정부에 따
라 정책방향과 정책수단이 다르게 나타났다(김혜란, 2013b).
최근 경제위기 이후의 이탈리아 고용 정책은 신규 고용 창출보다는 경제
위기로 인한 고용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 이러한 충격
완화 조치는 기존의 충격완화(shock absorbers) 시스템6을 강화시키는 방향

6.

충격완화장치의 대표적인 제도로는 해고방지기금(Redundancy Fund; Cassa
Integrazione)이 있다. 해고방지기금은 어려움에 직면한 회사 및 근로자를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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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이태리와 EU 15개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공공지출: 2009년(유로,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종류

EU 15

이탈리아
총지출

GDP 대비

GDP 적극적 정책

469

0.031

0.241

2,418

0.158

0.233

38

0.003

0.002

-

-

0.079

직접 일자리 창출

91

0.006

0.068

신규 인센티브

305

0.02

0.04

5.094

0.335

0.554

공공 취업 서비스
훈련
일자리 나누기
지원 고용

적극적 노동시장 계7

자료: Eurostat labor market policy database, 2010.

으로 진행되었다. 충격완화 시스템은 실업 위험에 대한 사회적 보장과 경제
상황으로 영향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소득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다. 2008년 9월 이탈리아 정부는 청년과 여성의 고용 창출을 위한 새로운 조
치를 추진하기 시작하고, 이를 위한 기본 계획을 채택하였다. 2008년의 경우
이탈리아의 전반적인 실업률은 6.7%였으나, 청년 실업율과 여성 실업률은
각각 21.3% 및 8.5%에 달하였다. 이탈리아 정부는 2008년 9월 법령제정을
통해, 기존의 충격완화 시스템 운영을 위한 예산을 증대하고, 일반 실업수당
적용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아울러, 실직된 자 이외에 임시 해고 등 실
직 위험에 처한 근로자도 일반 실업수당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는 실업자의 고용 기회를 높여 실업자들
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돕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일자리 탐색에 대한 지원 및 실업자의 창업에 대한 지원정책, 교육
훈련 및 고용보조금 지급 등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펼치고 있다(전병유
외, 2005). 그러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태리는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하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재정지출은 비교적 낮다(정기혜 외,
2012).

위한 조치로서, 동 기금은 위기 상황에 직면한 회사의 근로자에게 보수를 대체할 수
있는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회사가 특정 고용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www.ita.mofa.go.kr).

7.

공공취업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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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다음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에서 실시한 2012년 <유럽 및 한국사회 조
사>의 조사 결과8이다. 현재의 연금제도와 실업급여에 대한 이태리, 그리스,
독일, 한국 4개국 국민들의 대한 복지제도에 대한 평가를 보여준다. 특히 연
금지급(노령연금)에 관한 의견을 살펴보면, ‘많이 낸 사람이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기여분에 대한 차등지급방식과 ‘모두가 똑같이 받아야 한다’는 평등
지급방식에 대한 지지도가 거의 비슷하게 양분되어 있다.
노후연금 지급방식에 대하여 ‘모두가 똑같이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44%
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많이 낸 사람이 더 많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약
39%로 나타나, 두 가지 의견으로 양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을 한 사람(임금근로자나 자영업자), 북부지역 거주자와 도시
거주자들이 ‘기여도에 따라 연금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저소득
층, 읍면 거주자, 남부나 도서지역 주민,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는 ‘모두가
똑같이 받아야 한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다. 현재의 연금 지급방식이 소
득에 연계된 기여분에 따른 차등지급 방식임을 감안할 때, 연금지급이 보다
평등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연금을 통한 소득의 재분배가 실현되기를 희망하
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 남부나 도서지역 거주
자,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있는 사람 등 소외계층일수록 평등한 연금지급을
더욱 많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하여 실업급여는 평등한 지
급을 원하는 사람이 전체의 과반수를 넘고 있고 기여도에 의한 차등지급 방
식에 대한 지지도는 약 22% 정도이다.
‘성장과 복지 중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질문하였을 때, 이태리
국민들은 복지보다 성장을 중시하는 태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태리, 그리스, 독일, 터키, 한국 등 5개국 중 이태리 국민들이 ‘경제성장’을
8.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는 2012년 4월~5월에 걸쳐서 이태리, 그리스, 독일,
터키, 한국 등 5개국을 대상으로 사회의식 및 복지의식, 정치참여 등을 포함하는 국
민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18세 이상 성인남녀(한국은 19세 이상)이며 조
사내용은 경제적 박탈, 차별경험, 신뢰, 정체성, 복지의식 및 정치참여 등이었으며 조
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면대면 조사이다. 표본크기는 각 국가별 1,000명
(독일 1,200명)이고 표본추출방법은 성과 연령을 기준으로 한 할당표본추출로서 한국
갤럽연구소에서 실사를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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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현재 연금제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찬성률 %)
한국

독일

이태리

그리스

49.3

22.4

38.9

23.5

필요한 사람이 더 받아야 한다.

32.3

32.4

17

35.8

모두가 똑같이 받아야 한다.

18.5

45.2

44.2

40.7

노령연금 많이 낸 사람이 더 받아야 한다.

33.8

23.1

21.9

6.8

필요한 사람이 더 받아야 한다.

44.3

34.9

23

41.2

모두가 똑같이 받아야 한다.

21.9

42

55.1

52

실업급여 많이 낸 사람이 더 받아야 한다.

자료: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12.

가장 중시하고 있다. 전체 국민 중 65%가 경제성장을 강조하여, 그리스
(57%), 한국(48%), 독일(35%)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태리에서는 ‘복지가
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응답은 약 50%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일
(35%) 및 그리스(19%)보다 높다.
한편 전체 국민 중 73%가 ‘복지혜택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세금을 더 적게
걷어야 한다’는 응답을 하여, 복지혜택보다는 감세에 대한 지지율이 매우 높
다. 최근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세계 1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득에
서 차지하는 세금과 각종 사회보험료 부담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이태리로 나
타났다(중앙일보, 2011/6/13). 이태리 정부는 1990년대 이후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세수확대를 목적으로 소득세율을 높였다. 현재 이태리는 높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2009년의 경우 조세 부담률(세수/GDP)은 43.2%에 달하고
있다.9 증세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높게 나타난 것은 현재 이태리의 높은 세
율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표현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태리 국민들은 ‘복지보다는 성장을 더욱 중시’하며 ‘보편복지보다는 선
별복지를 지지’하고 ‘복지혜택을 줄이더라도 감세’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아서 이러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전체의 약 44%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

9.

현재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조세는 직접세인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가 있으며, 간접
세로는 부가가치세, 물품세, 등록세, 관세 등이 있다.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조세로는
직접세인 생산활동지방세와 간접세인 부동산 보유세가 있다. 최근의 세율을 인하하여
이태리 정부는 2008년부터 법인소득세율을 33%에서 27.5%로, 생산활동지방세는 기
준 세율을 4.25%에서 3.9%로 인하하였다(외국의 통상환경_EU, 2010, tradenavi.or.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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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복지지향(성장/복지), 복지가치(선별복지/보편복지), 세금(증세/감세)에 대한 태도(찬성률 %)
한국

복지혜택▼
선별복지

세금▼
복지혜택▲
세금▲
복지혜택▼

보편복지

세금▼
복지혜택▲
세금▲
계

독일

이탈리아

성장▲
복지▼

성장▼
복지▲

성장▲
복지▼

성장▼
복지▲

성장▲
복지▼

성장▼
복지▲

24.9

8.4

18.2

4.2

43.6

9.4

7.6

11.3

4.9

20.4

2.9

7.1

11.2

8.7

13.3

10.1

15

5.1

4.8

23.1

3.9

25

3.5

13.4

48.5

51.5

40.3

59.3

65

35

자료: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12.

으로 복지보다 성장을 중시하면서 보편복지를 원하는 사람이 약 15%이다.
즉 성장과 감세를 모두 원하는 사람들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들 중의 많은 사람들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복지보다는 빈곤층이
나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복지를 더욱 희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전반적으로 경제성장을 중시하고 복지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
은 반면, 국가책임성에 관한 복지의식은 매우 높아서 일자리 제공(91%), 의
료서비스 제공(92%), 노후 적정생활수준 제공(92%), 실업자생활보호(89%),
저소득층 대학생지원(91%), 육아서비스 제공(91%), 적정 주거제공(90%) 등
에서 절대다수가 ‘정부의 책임’이라고 응답하였다. ‘가난의 이유’에 대하여
‘제도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약 80%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이태리 국민들은 복지의 국가책무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은 반면, 현재의
이태리의 복지제도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제도가 비효율적이고 투명하지 못하여 경제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복지예산 집행이 투명하지 않다’고 생
각하는 사람들은 전체의 45%에 이르며, ‘복지서비스 제공이 효율적이지 않
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38%를 차지한다. 그러나 복지제도 자체가 불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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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복지예산 집행의 투명성(%)

고 생계 및 일자리, 주거, 노후보장 등이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
지는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러한 영역에서 정부의 책임성을 매우 강하게 주
장하고 있다.
이태리 정부는 경제위기 이후에도 복지정책 기조와 노선을 어느 정도 일
정한 방향에서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복지비용의
절감만으로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존재한다. 첫째, 사회적 양
극화와 실업문제이며 둘째, 복지예산 집행의 불투명성, 비효율성 등이다. 이
태리 국민의 약 과반수 정도가 복지예산집행이 투명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불
신이 높은 편이다. 그리고 복지효과에 대해서 부정적 태도가 높다. 복지혜택
보다 감세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은 것은 이태리 정부가 재정건전성
을 위하여 증세를 지속적으로 해 왔고, 소득세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누적된 결과로 해석된다.
<그림 4>는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에서 실시한 2012년 <한국과 유럽사회
조사>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복지예산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는 의견
에 동의하는 응답비율이다. 이태리 국민들은 전체적으로 17%만이 복지예산
의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진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특히 20대는 약 15%만
이 동의하고 있어서 청년층이 복지예산 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더욱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복지제공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이태리는 약 23%만이 긍정적인 응답을 하
고 있으며 38%의 사람들은 비효율적이라고 응답하여 복지제공이 비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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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이에 비하여 독일은 49%가 효율적이
라고 응답하였으며 15%의 사람만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여 대조적인 양
상을 보이고 있다. 복지제공의 효율성에 대해서 한국은 13%만 동의하고, 경
제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는 8%만이 효율적이라고 응답하여 각 국가에서
복지제공의 효율성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복지모델의 개혁: 정치환경의 변화와 개혁정치
1) 복지모델의 개혁: 1990년대 이후의 변화와 사회협약
이태리의 복지모델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경제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이태리 정부는 사회정책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1990
년대는 사회정책 분야에서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Ferrera and Gualmini,
2000). 당시 이태리 복지국가는 대내외적 한계점에 도달하였다. 외적으로 유
럽통화연합은 공공부채나 재정적자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온 이태리 정부에
사회지출 삭감을 요구했다. 유럽연합과 비교할 때 1993년 이태리 재정적자는
118%를 초과하여 벨기에와 그리스 다음으로 높았다. 유럽통화연합에 가입하
려면 재정적자를 60% 이하로 낮추어야 하며, 이는 사회지출의 대폭적인 삭
감을 의미했다. 한편 국내적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실업률이 상승함에 따
라 세수는 감소하고 사회지출은 증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정책
분야에서는 노인연금체제의 변혁, 각종 직업연금체계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한편 노동정책과 관련하여 아마토 정부 하에서 노사관계 및 소득정책, 일자
리 창출 등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강명세, 2001).
이태리 개혁정책이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는 특징은 삼자협약이다
(Ferrera and Gualmini, 2000). 삼자협약을 통한 복지개혁이 추진된 이유는
이태리의 독특한 복지제도의 발전에 있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이태
리의 복지제도의 특징은 이중적 복지구조이다. 정규노동자에게는 과도한 복
지수혜가 돌아가는 반면, 비정형노동자를 비롯한 비공식 부문의 노동자를 위
한 복지는 극히 빈약하다. 또한 이태리 복지체제는 후견인적 체제이다.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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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사회에 대한 국가침투가 취약한 상황에서 복지는 정치적 후견제도와
결합하였다. 관료제는 미약하고 그 대신 정당의 이익취합 기능이 강하게 발
전하였다(Ferrera, 1996). 1960년대 등장한 장애연금은 후견적 복지제도의
전형적 종류이다.10 후견적 복지제도는 정당과 노조의 조직적 연계 그리고
복지행정 연결망을 기반으로 하였다. 정당-노조 연결망은 취약한 직종의 노
동자가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즉 정당은 정치동원을 위해 비공식
부문 등의 노동인구에게 접근하여 정치적 지지를 받는 대신 선별적 복지혜택
을 제공하였다. 또한 정당은 노동조합을 매개로 표와 복지를 교환하였다. 과
거 기민당은 특히 저발전 지역인 남부에서 공공부문의 일자리 제공을 미끼로
표를 동원하거나, 복지관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개인들에게 복지지원을
제공하였다.
1990년대 초반 이태리의 정치적인 지형의 변화는 개혁정치를 가능하게 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 시기에 마니 풀리테(mani pulite: 깨끗한 손)를 통
해 밝혀지기 시작한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정부와 기업인들의 정당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구정치체제가 붕괴하고 등장한 테크노크라트 정부11는 재정적자
의 위기 속에서 1999년 1월에 출범하는 유럽통화연합(EMU)의 자격조건에
미달할 우려 등과 같은 국가 긴급사태에 직면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세력인
노동조합의 협력을 구하여 사회개혁을 시행하였다(Bull and Rhodes, 1997).
1992년 아마토 정부는 처음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실시하였다. 민간
부문 은퇴연령은 여성의 경우 55세에서 60세로, 남성의 경우 60세에서 65세
로 2002년까지 점차적으로 상향되었다. 노령연금 기여기간은 10년에서 20년
으로 점차 상향되었고, 연금 해당 표준소득은 과거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되
었다.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기은퇴에 필요한 기여
기간을 36년으로 점차 확대하였다. 그리고 연금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기여율

10.

1960~1971년 동안 장애연금 수혜자는 3배로 증가되었고 72년에는 노인연금 수혜자
수를 넘었다. 1982년 이태리 인구 10명 중 1명이 장애연금을 받았다(강명세, 2011).

11.

마니 풀리테에 의해 촉발된 정치적 격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1992년, 1993년, 1995
년 각각 내각수반에 취임한 아마토(Amato), 치암피(Ciampi), 디니(Dini)는 정통 정당
인이 아니라 이태리 중앙은행 총재를 비롯한 테크노크라트이며 내각의 주요 구성원들
도 테크노크라트이므로 이들 정부는 테크노크라트 정부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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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였다. 아마토의 시도는 1993년 치암피 정부에서 고용 및 소득정책에 대
한 합의 도출로 이어졌고, 1996년 프로디 연정 하에서는 일자리를 위한 협약
그리고 1998년에는 달레마 수상 하에서 크리스마스 협약이 맺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협약에서 노동은 임금의 물가연동제 폐지, 임금자제, 연금개혁 등을
양보하는 대신, 개발을 통한 고용증진이라는 중장기적 약속을 얻었다(Ferrera
and Gualmini, 2000).
이와 같이 이태리에서 1990년대 들어 안정된 사회적 합의의 경험이 이루
어지는데, 이 협약들을 통해 노조 총연합들은 소득정책에서부터 노동시장 유
연성, 연금개혁에 이르기까지 이태리 정치 ․ 경제적 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
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정승국, 2003). 이와 같이 새로운 형태의
삼자협약이 발전한 이유는 유럽통합으로 구체화되는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있다. 경제적 환경의 변화는 탈규제와 유연생산의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국
제경쟁의 가속화는 사업장 수준에서 노사관계를 크게 바꾸어 놓았다. 임금억
제는 과거처럼 중앙수준에서의 합의가 아니라 사업자 특성에 따라 비공식적
으로 이루어졌다. 사업장에서 구체화된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는 유연성이었다. 레갈리아와 레지니(Regalia and Regini, 2004)에 의하면
이탈리아에서의 삼자협약의 성공을 국가의 재등장이라고 보았으며 여기에서
국가의 역할은 과거와는 달리 복지건설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확보였다. 복
지국가가 완성된 단계에서 노동은 더 이상 복지혜택을 요구할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작업장 조직을 강화하고 분산화와 탈규제에 적응해야 했던 것이
다.
즉, 이태리가 1990년대 사회협약을 통해 복지 및 노동시장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요인은 내부적 및 외부적 조건에 있었다. 내부적으로는 정치제도
의 변화로 인하여 이익전달체계로서의 정당체계는 그 정통성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의 권위는 취약해졌다. 이와 같은 정당체제의 변화는 노조와
같은 사회적 파트너로 하여금 정당을 제치고 정부와 직접 상대할 수 있는 새
로운 공간을 가져다주었다고 볼 수 있다(강명세, 2001). 이러한 과정에서 사
회적 합의를 주도한 노조의 현실주의적 인식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최대의
좌파노조인 CGIL은 1991년 계급투쟁을 강조하던 이전까지의 급진적인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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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전투적인 임금인상 투쟁을 폐기하고 온건(moderation), 현대화(modernization), 공동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주의적 강령을 채택하는 등 새로운 정
체성을 확립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그 무렵 지체되고 있던 노사관계 개혁에
관한 삼자교섭을 촉진시키고 이후에 진행된 사회적 합의를 뒷받침했다는 점
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정승국, 2003). 외부적 요인으로는
세계화로 연유된 유럽통합 과정이다. 특히 통화통합이 부과한 재정 및 통화
정책의 제한은 복지국가의 개혁을 압박하였고 인플레 억제를 위한 소득정책
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후견적 복지제도의 개혁을 위
해서 노조의 참여는 불가피한 것이었다(강명세, 2001).
2001년 집권에 성공한 전문 경영인 출신인 베를루스코니는 자신의 경영철
학을 정치에 접목시키면서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 속에서 연정을 이끌었다.
당시 수상의 평균 재임기간이 1년이 안 되는 정치적 환경 속에서 베를루스코
니가 5년 동안의 장기집권에 성공하였던 배경에는 그를 대체할 만한 인물이
집권 연정 내에 없었다는 점과 정부와 입장과 정책방향이 베를루스코니의 주
장과 동일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2002년 베를루스코니는 40여 개의 개
혁입법의 시도를 공언하였다(김종법, 2006).
실제 베를루스코니가 집권한 기간(2001~2005년) 동안 주요 사회 경제 지
표들은 악화일로를 보여준다(<표 6> 참조). GDP 성장률은 2004년에 간신히
1.0%를 넘겼지만, 2002년과 2003년에는 0.4%와 0.3%에 불과했다. 인플레이
션도 2004년에 둔화되기 시작했지만 2000년도 초반에는 2.8%까지 올라가
1990년대 초반으로까지 회귀하는 현상을 보였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사
회복지를 삭감함으로써 정부부채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재정적자는 거
꾸로 증가하여 2005년에는 3.5%에 달했다. 재정적자가 유럽통화연합(EMU)
의 상한선인 3.0%를 넘었는데, 이로 인하여 1996~2001년 동안 중도-좌파
정부가 이룩한 유럽통화연합 가입을 무위로 할 수 있는 위협요인이 생겨나서
이탈리아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다. 실업률은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여전히
8.0%를 넘어 유권자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더욱이 이러한 실업률 하
락조차 비정규직의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베를루스코니 정부 시절에는 이른
바 ‘1,000유로 세대’라는 말까지 유행했다. ‘1,000유로 세대’란 안토니오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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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베를루스코니 재임 당시 주요 경제 사회 지표(1995~2001)
(%: GDP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전년도 대비; 재정적자와 정부채무, GDP 대비)
연도

GDP 성장률

인플레이션

실업률

재정적자

정부채무

1995

4.2

5.4

12.0

7.6

123.2

1996

0.5

3.9

12.1

7.1

122.1

1997

3.0

1.7

12.3

2.7

119.8

1998

2.2

1.8

12.2

2.8

116.4

1999

4.2

1.1

11.4

1.8

114.5

2000

2.9

2.5

10.6

1.7

110.6

2001

1.8

2.7

9.5

1.4

109.4

2002

0.4

2.6

9.0

2.6

108.0

2003

0.3

2.8

8.7

2.9

106.3

2004

1.2

2.3

8.3

3.0

105.8

2005

1.2

1.8

8.0

3.5

105.4

자료: Istat(인플레이션, 실업률), Banca d’Italia(GDP성장률, 재정적자, 정부채무); 2002~2005는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와 Alborghetti, Guido. 2005.
Il Libro nero del governo Berlusconi, Firenze: Nutrimenti.

레산드로(Antonio Alessandro)의 자전적 인터넷 소설에서 나온 개념으로,
불안정한 직업(비정규직)을 전전하며 평균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000
유로로 생활하는 젊은이들을 말한다.
2006년 총선에서는 과거 공산당으로 활동했던 좌파민주당(DS)이 주도하
는 선거연립체인 연합(L’Unione)이 1996년에 이어 0.1% 차이로 우파연합인
자유의 집(Casa delle Libertà)을 누르고 다시 집권하였다. 특히 젊은 층의
표심은 선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된다. 25세 이상 국민들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상원 선거에서 ‘연합’은 ‘자유의 집’에 비해 득표율이 낮
았으나,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하원 선거에서는 근소한
차이지만 ‘연합’의 득표율이 ‘자유의 집’보다 높았다. 전체 유권자의 약 8%
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지지가 ‘연합’의 승리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 실제로 ‘연합’은 일자리의 유연화를 주장하는 ‘자유의 집’과 달
리 베를루스코니 정부의 고용정책을 프랑스의 최초고용계약(CPE)12보다 더
12.

최초고용계약(Contrat premiere embauche, CPE)은 2006년 3월 9일 찬성 179 대 반
대 127로 의회를 통과하여 2006년 4월 말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예정되었던 프랑
스 노동법이다. 최초고용계약은 고용인이 26세 이하의 피고용인을 채용 후 2년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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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것으로 규정하고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공약했다(정병기, 2006).
2000년대 들어서 노정갈등도 극단적으로 표출되었다. 베를루스코니 정부
는 사회협약 없이 노동시장 유연화 안을 발표하고 정부가 법안처리를 강행하
자 폭력적 사회갈등이 분출되었고 이태리의 3대 노조는 2002년 4월 총파업
으로 대응하였다. 이와 같이 2000년대에는 노정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사회협
약이 거의 집행되지 못하였다(박준 외, 2009). 최근 2012년 2월 몬티 정부
하에서도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했으나 노동계는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반대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사회갈
등이 고조되었다(동아일보, 2012/1/2).
2) 정당체계, 정치환경의 변화 및 개혁정책
이태리의 정치문화 중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공산당이 중심이 되는 강력한
좌파정당의 존재, 이를 뒷받침하는 노동조합 등이다. 이외에 강력하고 제도
화된 사회조직이 되어버린 마피아의 존재는 지방(주로 남부나 시칠리아와 같
은 섬 지방)의 입후보자나 득표까지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막강한 동원력을
지니게 되었다. 또한 가톨릭의 영향력이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비효율과 부패한 사회구조 역시 이태리 정치사회에 대한 이해에서 필수불가
결한 요소이다(김종법, 2007).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태리의 복지제도는 정당
간의 이념적 대립 속에서 우파 기민당이 국민들의 합의를 얻기 위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된 측면이 강하기에 전후 이태리의 정당정치의 특성 및 변화과정
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습기간 동안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해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쉽게 해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최초고용계약법은 고용계약법의 적용대상자인 청년들과 노
동계 그리고 야당의 거센 반발을 샀다. 소르본대학교를 시작으로 프랑스의 대학생들
은 “정부가 청년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 “우리는 일회용 휴지(클리넥스)가 아
니다”라고 외치며 시위를 벌였으며, 경찰의 소르본대학교 시위진압을 계기로 시위의
불길이 확산되어 프랑스 대학교 16곳이 봉쇄되었다. 고용계약법 반대 시위에는 노동
계와 야당정치인들도 참여하여 150만 명이나 참여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기도 하였
다. 프랑스 노동계에서도 CPE를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할
정도로, 고용계약법에 대한 반발은 상당하였다. 결국 2006년 4월 10일 고용계약법
시행에 대해 강경입장을 보이던 프랑스 정부는 최초고용계약을 폐기하고 다른 법률
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하였다(http://ko.wikipedia.org/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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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이태리 정당체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민당의 장기집권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1980년 이전까지 기민당의 지지율은 약 40%를 보이
다가 1980년대 이후 점진적인 지지율의 하락현상이 나타난다. 1990년대에는
‘마니풀리테’라고 불리는 정치권 부패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수사에 의해 기
민당이 와해되기에 이른다. 야당인 공산당의 경우 전후 20%의 지지를 얻었
으며 1970년대 거치면서 3%에 접근하는 등 상승세를 나타내다가 1980년대
이후에는 하락세를 보인다. 1991년 구소련의 붕괴 이후 개혁주의로 정치적인
노선을 변경하고 좌익 민주당으로 개명하였다. 좌우 군소정당은 전부 합해도
지지율이 30% 이하에 불과하며, 부분적인 압력만을 행사하고 있다(김시홍,
1995).
그러나 이후 정치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기민당의 영향력이 약화되어 갔다.
기민당의 정치적 독점으로 인하여 대중의 지지를 점차 잃어갔으며 1960년대
중반까지 지지자들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었으나 새로운 사회운동(학생, 여
성, 평화, 반전, 반핵 등) 등을 통해 새로운 욕구가 야기되었고, 이 시기 국민
들의 요구에 비해 정책적인 충족이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
으며, 기존 정책관련 기관들은 더욱 비효율적이 되었다. 이와 함께 복지국가
의 위기(재정위기)를 경험하며 국가의 현실적 적응 능력이 감소되었다(김시
홍, 1995).
이후 1990년대에 이태리는 새로운 정치적인 국면을 맞게 되는데, 그 특징
으로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현과 새로운 제도 및 구조의 변화를 수반하게 되
었다. 그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니풀리테(mani pulite)’를 계기로 하여 촉발된 부패한 정치자금수
사 및 정치적 지각변동으로 전후 지속적으로 유지하던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
졌다. 이는 기존 정치세력의 몰락과 함께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현 및 제2공
화국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 사건으로 이어졌다. 둘째, 베를루스코니라는
기업가 출신의 정치가가 등장하였다. 셋째, 이태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대표하던 이태리공산당이 노선을 전환하여 자본주의 체제하에서의 개혁을
표방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중도좌파 혹은 중도우파를 표방하는 새로운 중
도 정당들이 등장하였다. 분리주의 운동을 주창하거나 이태리의 수구적인 민

72

남은영

족주의 정당의 재탄생 역시 이와 같은 환경 변화가 가져온 정치적 산물이라
고 할 수 있다(김종법, 2012). 이와 같은 정치적인 변화 속에서 신흥자본가
세력을 대표하는 베를루스코니가 정치무대에 등장하게 된다.
1990년대 일련의 사회협약을 통한 복지개혁이 이루어졌지만 그 동안 이태
리 복지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연금제도였다. 이태리의 1993년 GDP 대비
사회비 지출(25.8%)은 유럽연합의 평균(28.5%)보다 낮지만, 연금이 사회복
지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GDP대비 15.4%로서 유럽연합 평균 11.9%보다
훨씬 높다. 급증하는 연금지출은 높은 재정적자와 감소하는 노동력을 고려할
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
는 계속 상승하였고 특히 연금적자가 악화되고 IMF, OECD 및 EU 등 국제
기구의 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이태리 정부는 1993~94년에 보다 포괄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Ferrera, 2000). 1993년에는 보충연금의 수혜자격이 강화
되었고 1994년 베를루스코니 정부는 은퇴연령을 점차로 늘리는 동시에 모든
노령연금 혜택을 동결시키려 하였다. 베를루스코니 정부가 추진했던 급진적
연금개혁은 대규모 시위와 파업에 봉착했으며 이에 따라 개혁도 좌절되었다.
1994년 베를루스코니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반대하여 북부동맹이 연립정권에
서 탈퇴함으로써 베를루스코니 내각은 무너지게 되고 후임으로 이탈리아은
행 총재 출신이자 재무장관 출신인 디니가 총리에 취임하게 된다. 1995년 디
니정부와 1997년 프로디정부는 노조와 함께 온건한 연금개혁을 모색하였다.
이에 노조는 정부와 새로운 광범한 개혁을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1995년 디
니 정부는 새로운 개혁안을 노조와 합의하는데 성공하였다.13
그러나 2001~2007년 기간 동안 연평균 성장률 1.1%를 기록하여 이탈리
아 경제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잠재성장력이 하락하
는 모습을 보여왔다.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와 채무위기로 인한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이탈리아는 향후 연평균 실질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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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의 새로운 합의는 다음과 같다. 2013년부터 연금제도는 소득연계 형식에서 기
여중심 형식으로 전환한다. 2008년부터 유연한 은퇴연령제(57~65세)를 도입한다. 공
공부문 및 민간부문 노동자에 대한 연금규제를 통합하고 점진적으로 소득에 따른 유
가족 지원제도를 도입한다. 장애연금 및 노동소득 수령액 그리고 수혜자에 대한 규제
를 점진적으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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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높고, 이처럼 초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과다한 정부
채무를 상환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최근 경제위기 이후 국가재정의 악화, 성장률의 둔화 및 실업률의 증가 등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2008년 베를루스코니가 재집권하게 되고, 이
태리 복지제도의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그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연금
법 개정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의 효율적 운영과 세계화(변화와 개혁: 40
개 법률 개혁 목표)’를 천명하였다.14 이후 이태리 정부는 2012~2014년 동
안 480억 유로 절감을 목표로 하는 긴축예산안을 발표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 중인데, 연금, 의료, 기타 사회복지 부문 개혁 및 지방정부 재정건
전화에 초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한국조세연구원, 2012). 이태리 현재 인구
구성과 인구증가율을 고려할 때, 2045년 65세 이상의 인구구성은 총인구의
3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연금제도의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조
정, 사회적 복지 예산의 재구조화(restructuring)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협의의 측면에서 본다면 2001년 베를루스코니 정부의 출현
은 1990년대 이후 내내 ‘행동의 통일’이라는 슬로건 하에서 협력했던 CGIL
과 CISL 간에 경쟁과 분열이 본격적으로 출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노
동시장 유연성, 연금체계 개혁, 경제 민주주의 문제 등에 대하여 두 노조 간
의 정책의 차이와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정승국, 2003). 그리고 이러한 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이다. 지금까지 사회보장정책
과 노동정책이 커다란 변동 없이 노사상생, 합의의 커다란 틀에서 작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로변경적(path-breaking) 개혁정책(Jessoula and
Ali, 2012)과 같은 이태리 경제구조의 토대변화에 대하여 국민들이나 노동자
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김종법, 2012). 따라서 경제적 이해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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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법 개정, 노동법 18조(노동자 해
고와 관련, 해고사유 등에 대한 기본조항), 정부와 노동단체와의 협상이 오랜 기간 계
속되고 있었으며 노동계는 개정불가 입장이었으나 2012년 타결이 되었다. 2) 연금법
개정: 1994년 노조의 협력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개혁정책으로 실각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이태리는 국가예산에서 연금부문이 약 14%로 매우 높은 비중
을 차지한다. 이후 베를루스코니의 2004년 완화된 연금개정안을 제출하였는데, 2008
년부터 35년의 연금납입기간 준수, 2011년부터 연금의 수령가능 연령을 66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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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노조 간, 계층 간, 집단 간의 심각한 분열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사회갈등: 지역격차, 노사갈등, 계층갈등
1) 지역격차: 정치적 분열과 남부문제
이태리의 사회경제적 위기의 근원에는 재정수지를 악화시키고 성장을 저
해했던 이태리 복지모델과 함께 지역격차, 노사갈등, 그리고 양극화와 같은
사회의 균열구조가 자리잡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사회적 균열은 경제위
기로 인하여 더욱 가시적인 분열과 갈등을 양산하게 되었다. 사회갈등은 사
회집단이 권력, 사회적 지위, 희소한 자원 등을 차지하기 위해 상대집단을 의
식하며 서로 경쟁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Oberschall, 1978). 갈등은 양극
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상기시켜 제도개선, 사회응집력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으나 갈등을 조장하거나 방치할 경우 사회분열을 초래하게 된다.
이태리 사회는 역사적으로 장기간의 분열을 경험하였다. 19세기 말 통일
을 이룩한 이후에도 가톨릭 교회와의 갈등, 남북부의 유기적 관계의 설정 실
패로 인하여 불완전한 통합을 야기하게 되었다. 카톨릭 교회와의 관계의 정
립이 1929년 라테라노 협정으로 일단락되었으나, 남부문제는 오랫동안의 숙
제로 남게 되었다.
이태리 경제는 1950년대 이후 유럽경제공동체 초기 회원국으로서 대외개
방적 경제를 표방하며 비약적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 이 시기는 사기업 활
동과 국영부문의 기간산업과 사회간접자본 투자로 인하여 경제의 근간이 구
축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는 높은 임금상승률, 높은 물가상승률, 국영부
문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이태리 경제는 침체를 겪게 된다. 그러나 이후 이
태리 경제는 1970년대를 거치면서 포스트포디즘적 생산방식으로 전환하여
비약적 성장을 이룩하게 된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후견주의와 정경유착으
로 인하여 이후 노동자들의 근로여건 개선 및 생산성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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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리의 남부와 북부는 오랜 산업화의 전통, 자연적 조건, 지정학적 차이,
통일운동 과정에서의 차이 등으로 지역 간의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
다. 남부개발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첫
째, 남부개발기금의 오용이 이루어졌다. 집권당과 지역주민의 후견제에 기초
한 부정적 관행이 창출되었는데, 공공기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하였으
며 연금과 재해보험 등은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특혜적으로 배분되었
다. 둘째, 정경유착이 극심하였는데, 사기업, 국영기업, 여당의 연결로 인하여
부정적 정치자금의 활성화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북부와 격차를 보이고 있는 남부지역에 대한 문제는
중앙정부의 지속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남부에 대한 막대한 자금이 투자
되었으나 대체적으로 남부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실패하였는데, 이러
한 투자도 후견제와 비효율성으로 점철됨으로 인하여 소기의 효과를 보지 못
하고 산업화된 북부로부터 더 이상의 남부지원이 무의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김시홍, 1995).
이와 같이 이태리 분열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공업지대가 밀집돼 있는
부유한 북부지역과 저임금 농업지대로 이뤄진 남부지역 간의 격차가 줄어들
지 않고 있는 점이다. 현재 이태리에서는 실업률 증가, 실질소득 감소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와 동시에 사회적 양극화, 불안정성의 구조적 고착화가
진행되고 있다. 지역에 따른 편중과 격차 등에 의해 발생하는 지역 간 복지
수준, 비용의 차별성이 상존하고 있는데, 남부에 집중되어 있는 빈곤층에 대
한 정책적 배려, 지역에 따른 복지정책의 차이가 있다. 생계나 최초 사회안전
비용 등을 포함하는 보조적인 사회보장정책 비용인 사회보조 비용에서도 격
차를 보이고 있다. 북부주민 1명당 146유로 복지비용이 사용되는데 비하여
남부는 1인당 40유로에 불과하다. 그러나 남부에 더 많은 빈곤층이 존재하
며, 절대 빈곤층도 남부에 집중하고 있어서 빈부격차는 더 심화되고 있는 실
정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 같은 남부와 북부 간 대립을 순화할 수단이 별로
없다는 데 있다. 과거 중앙정부 재정이 여유로울 때에는 낙후된 남부지역에
대한 지원을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사회 불만을 줄이는 작업을 했지
만, 최근에는 재정적자 위기가 심화지면서 정부의 지출에 제동이 걸린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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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거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각 지역에서 불만이 제기되면 국가 재정
을 풀어 불만을 완화시키곤 했지만, 이제 국내총생산(GDP)의 120%에 이르
는 심각한 재정적자 문제로 인하여 과거의 해결책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한국경제매거진, 2011/4/4).
2) 노사 및 노정 갈등
이태리 노사관계는 근대 노사관계 탄생 이후 지속적으로 불안정성을 노출
해왔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되어서 나타난 결과이다.
첫째, 역사적 요인으로 노사관계에 대한 정당들의 높은 영향력과 고도의 대
립적인 이데올로기적 대결구도를 들 수 있다. 이태리는 제1차 대전 이후 사
회혁명 세력과 파시즘 세력 간의 대결을 경험하였으며, 이 세력들이 다른 나
라에서처럼 청산되지 않고 중요한 사회정치세력으로 존속하거나(공산당), 잔
존하였다(파시스트). 특히 제2차 대전 이후 정당정치에서 냉전의 영향으로
기독교민주당이 장기집권을 하고 의회주의적 공산당 세력의 집권기회가 차
단되면서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대립이 어느 나라보다도 높았다. 노동운동과
사용자 조직 모두 이러한 이데올로기적인 정당 정치의 강력한 영향 하에 놓
였으며, 이로 인해 고도로 갈등적이고 저신뢰에 기반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둘째, 경제의 이중구조에 따른 극심한 사회적 불평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태리 경제는 산업화된 북부와 저개발된 남부로의 분할, 지하경제와 정상경
제로의 분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분할 등 다양한 차원의 분할에 의해
이해갈등이 첨예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조건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노사
관계나 정치적 행위자들은 이를 통합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셋째, 노사관계의 자율주의(voluntarism) 전통 또한 노사관계의 불안정성
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 단체교섭, 파업, 노사협의를 규율하는 법률의 결여,
단체교섭 수준 간의 적합성의 결여, 노조 단일 채널을 통한 작업장 대변, 노
조와 사용자단체의 분열과 취약한 내부적 권위, 노사관계 당사자들과 정당정
치와의 긴밀한 관계, 정치적 조정 등이 이러한 자율주의적이고 비제도화된
특징을 나타낸다(Visser, 1996).
이러한 노사관계의 특징은 1990년대 들어서 희석되기 시작하여 탈냉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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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은 이태리의 정치의 이데올로기적 지형을 크게 바꾸어 놓았으며, 이로
인해 노조의 전략적 방향전환이 추구된다. 이러한 경향은 경제의 지속적 위
기가 가시화된 1980년대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는 보다 독
립적인 정당과의 관계, 적극적인 사회적 협의에의 참여 등으로 나타나게 된
다. 이러한 조건을 계기로 1990년대에는 노사관계가 상당히 안정화되는 단계
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노정갈등이 극단적으로 표출된다. 베를루스코니
정부는 사회협약 없이 노동시장 유연화안을 발표하고 노동법 개정권을 정부
에 위임하는 법률안을 의회에 상정하였다. 정부가 법안처리를 강행하자 반정
부집단에 의한 테러 등의 폭력적 사회갈등이 분출되었고15 이태리의 3대 노
조는 정부 각료의 발언에 자극받아 정부와의 협상을 거부하고 2002년 4월
총파업으로 대응하였다. 이와 같이 2000년대에는 노정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사회협약이 거의 집행되지 못하였고 저성장 및 재정적자 규모의 확대가 심화
되었다(박준 외, 2009).
최근 2012년 2월 몬티 정부 하에서도 이태리 경제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
하고 청년층과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
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했다. 이에 노동계는
노동시장 개혁안에 해고를 용이하게 하는 법률 개정이 포함되는 것을 우려하
여,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반대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사회갈등이 고조되었다(동아일보, 2012/1/2). 한편 최근 노동시장개혁, 연금
개혁 등을 둘러싸고 이태리 양대 노총인 CGIL과 CISL 간의 개혁정책에 대
한 이견이 가시화되면서(정승국, 2003) 노조운동의 분열과 경쟁으로 인하여
노-노갈등의 양상으로도 비화되고 있다.
3) 계층갈등
최근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유럽 국가별 고용보고서(2013년)에
의하면 유럽 경제위기의 충격이 남유럽 국가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

15.

정부의 개혁안을 입안한 경제학자가 볼료냐에서 이태리 극좌 테러 조직인 ‘붉은 여단
(Red Brigrades)’에 의해 피살되었다(박준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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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특히 이태리는 인구의 15퍼센트 가량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2년 4분기 이태리의 실업률은 11.7%로 유
럽국가 중 최고였으며 대부분의 EU 회원국 경제가 저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
장을 보이는 추세 속에서 특히 이태리의 경우 2012년 4분기 GNP 성장률은
-2.8%로 근년 들어 가장 급격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EU 집행위원회,
2013).
이탈리아 통계청(ISTAT)에 따르면 2012년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를 목적
으로 기업이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 개혁안이
시행된 이후 이탈리아의 실업률은 계속해서 상승해왔다. 2012년 11월 실업
률은 11.1%, 12월에는 11.3%, 그리고 2013년 1월에는 11.7%로 사상 최고치
를 기록했다. 그리고 청년 실업률 역시 2012년 11월과 12월 37.1%, 2013년
1월에는 38.7%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ISTAT, 2013).
특히 2012년 이탈리아 통계청(ISTAT)의 빈곤보고서에 따르면 이태리 인
구 6,060만 명 중 11%가 넘는 가구들이 빈곤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남부의 4가구 중 1가구가 빈곤층으로 분류되었는데, 이 조사를 통하
여 빈곤이 근로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ISTAT 빈곤
보고서, 2012). 이와 같이 노령, 장애, 실직 등의 전통적인 빈곤 요인 이외에
일을 하는데도 빈곤한 ‘근로빈곤’ 문제가 이태리를 포함한 남유럽에서 심각
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으나 잦은 실직과 낮은 소
득 때문에 일하더라도 빈곤에서 못 벗어나는 계층을 근로빈곤층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이병희, 2012). 이태리에서 근로빈곤층이 약 8%로 나타나고 빈
곤인구 중 근로빈곤층이 차지하는 비율도 약 70%로 나타나서 일을 하는데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최근의 조사결과를 통하여 경제위기 이후 빈곤과 경제적 위험이 특정 사
회계층에 집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사회 양극
화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12). 경제적 박탈
지수는 지난 1년간의 식생활이나 난방의 어려움, 의료, 집세, 공과금 및 교육
비 체납 경험 등 5가지 경제적 박탈 경험 여부의 평균값을 통하여 측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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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Factbook, 2009.
그림 5. 2000년대 중반 OECD 국가 근로빈곤율(%)

자료: <유럽 4개국 및 한국 사회조사> 중 이태리 데이터,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2012.
그림 6. 교육수준, 고용지위, 가구소득에 따른 경제적 박탈(평균값)

다. 5개국(한국, 독일, 이태리, 그리스, 터키)을 비교한 결과, 이태리의 사회
적 위험은 상당히 높은 편이며 그리스, 터키에 이어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나
고 있다. 특히 실업자 집단, 가구소득이 하층인 집단, 비정규직에게서 경제적
박탈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경제적 위험이 집중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하여 대학재학 이상의 고학력자, 임금근로
자나 자영업자, 가구소득 중상위층 이상인 집단, 정규직 종사자들은 빈곤과

80

남은영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집단 간의 양극화가 잠재적인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진
다.

IV. 결론
이 글에서는 이태리의 사회경제적 위기를 복지모델과 사회갈등을 중심으
로 살펴보았다. 이태리의 복지모델은 남유럽모델과 대륙모델이 결합되어 있
는 특성을 지니며 관대한 사회보험이 발달하고 연금제도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가족주의에 기반하고 있어 가장이 경제소득원 역할을 하며 사회보
장은 직업범주에 따라 분화되어 있고 사회적 지위, 소득수준 등과 밀접히 연
관된다. 연금비중이 높은 현금이전 성격의 복지프로그램이 핵심적 역할을 하
며 노동과 연계되지 않은 복지, 형평성과 효율성이 결여되어 있는 구조로 평
가된다.
한편 복지제도는 강한 후견주의 문화와 결합되어 정치계급이 후견주의 네
트워크를 형성하여 복지자원을 오남용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
1970년대 후반 이후 공공재정의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였으며 1994년 공공
부채는 GDP 대비 124%로 정점에 이르게 되었다. 1990년대에는 지속불가능
한 부채규모를 감소시켜야 한다는 위기감과 EU에 가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감한 재정건전화를 단행하였다. 이를 통해 1997년 재정적자 GDP 대비
3%를 달성하고 2001년 유로존에 가입한다. 그러나 주로 정부수입의 증가로
이루어진 재정건전화는 근로소득세 증가에 크게 의존하였으며, 장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과중한 세금부담으로 인해 근로의욕의 감퇴와 자본지출의 감
소로 이태리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로 인하여 이태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태리 사회의 경제위기를 사회위기와 관련하여 설명한다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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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경제위기와 함께 부상하고 있는 사회위기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
째, 고령화 등 사회인구 구조 변화로 인하여 복지 지출 증대의 압박을 받게
되는데 비하여, 정치적 후견주의로 인하여 오히려 복지 시스템의 효율성은
저하되었다.
둘째, 노동시장은 취약해지고 산업구조의 건전성이 저하되면서 복지의 지
역격차가 심화되었다. 북부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리는데 비하여, 남부는 매
우 열악한 상태에 있다.
셋째, 심각한 재정적자로 인하여 복지의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금
은 오히려 인상되어 세금인상을 통하여 재정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복지국
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복지서비스의 개혁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로 인하여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적 포용력은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위기 대처능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태리 정부는 경제위기 이후에도 복지정책 기조와 노선을 어느 정도 일
정한 방향에서 유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복지비용의 절감만으로
는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존재한다. 첫째, 사회적 양극화, 실업문
제이며 둘째 복지예산 집행의 불투명성, 비효율성 등이다. 따라서 투명성 및
신뢰와 같은 거버넌스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단지 복지예산의 축소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이태리의 사회 경제적 위기의 핵심에는 사회구조적인 특성과 함께 정부
의 위기대처 능력의 부족 및 갈등관리의 실패가 자리잡고 있다.
이와 같은 이태리의 사례를 통하여 한국사회에 대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
이 제시할 수 있다.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를 막기 위해서 실질적 소득 보장
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필요하다. 즉 사회안전망의 확
충을 통한 삶의 질의 보장이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는 인식을 환기시
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바람직한 복지모델을 위해서는 현금이전을 중심으로
하는 연금제도가 핵심적 역할을 하는 남유럽식의 모델보다는, 사회서비스 제
공이나 소득재분배 기능이 활성화되는 사회보장 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일하는 복지’
정책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고용-복지의 연계정책을 통하여 취약계층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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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장으로 통합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각 영역별 기금을 조
성하고 공평하고 투명한 조세 정책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함께 복지재정의 투명성과 복지전달의 효율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일하는 복지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용안정화 대책 기금의 조성, 각종 사회적 기금 조성 및 활용, 지역협약 시
스템의 활성화, 사회적 기업을 통한 복지와 노동을 연계한 해결책 등이 필요
하다. 고용- 복지 연계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불평등
을 해소하고, 저임금 노동의 발생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실효
성 있는 노동시장정책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사회보장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회적 협약의 틀 안에서 노
동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사회적 파트너로서 노조 혹은 시민사회 단체와
의 사회적 협의의 전통을 만들어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앞으로 사회적 대화가 정책결정의 주요 기제
로서 작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주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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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cioeconomic Crisis in Italy:
Focusing on Welfare Model and Social Conflict

Eun Young Nam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and Policy Research, Senior Researcher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causes of socioeconomic crisis in Italy with focus on
welfare model and social conflict. The characteristics of Italian welfare state,
politics of welfare reforms, and social conflicts are investigated in terms of
institu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ension system which is pivotal in social
insurance system plays a central role in the Italian welfare state, with limited
function of provision of social services and income redistribution. Due to the Italian
welfare system which is associated with the political clientelism and the
administrative inefficiency, Italy had faced the financial crisis. During the climate of
financial emergency in the mid-1990s, there was large consensus among the Italian
decision-makers on the need for pension reform in order to reduce public
expenditure and deficit. The contents of policy were involved with the sustainable
pension and the flexible labor market. However, the Italian society had been long
split on regional cleavages. The conflicts between labor and government were
getting extreme, and social polarization was intensified. The reforms were faced
with numerous difficulties. These results lead to a conclusion that the social crisis is
inherent in the Italian economic crisis.
Keywords: Italy, Socioeconomic crisis, Welfare system, Social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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